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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의 자료관리 현황

 랜섬웨어에 취약한 업무 환경
 업무는 파일과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행위의 연속

 개인적인 자료의 생성과 로컬 디스크에 저장, 이메일/USB/메신저를 통한 공유

 최신버전 파일을 찾기 힘들고,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랜섬웨어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음

 안전하지 않고 비체계적인 데이터와 파일의 관리, Windows 파일 서버의 사용시 공격에 취약함

중요 업무
랜섬웨어 공격

파일서버

담당자 변경 시
유실된 자료

공유 파일서버
전체 암호화

중요 기밀 자료
개인보관 이메일, USB, 메신저, 웹사이트를

통한 랜섬웨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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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백업, 클라우드 백업, 행위탐지 백신, 보안 업데이트, 망분리 등 과연 최선일까요?
 피해자들은 모두 백신을 사용하고 있었고, 50%이상은 방화벽 등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기관임

 클라우드, 백신 등은 안전하지 않은 방어책이며, 백업은 복구를 위한 방법으로 예방책이 되지 못함

 PC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정책 부재로 백업을 하지 않거나 외장하드에 보관하는 경우 많음 (개인책임)

 최근에는 윈도우즈/리눅스 백업 서버를 공격하여 온라인 백업 서버까지 모두 암호화 되었음

Cloud Service

Antivirus Software

Patch Update

Endpoint Protection

.

.

.

Backups

User’s PC

Remedy, not preventionIncomplete Prevention

조직의 자료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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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 대비방법! 무엇이 최선일까요?
 실제로 랜섬웨어는 단순 침입탐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 PC보호, 파일서버 보호, 협업 등 모든 관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자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종류 동작방식 랜섬웨어 보호 방식 장점 단점

백신
(사전차단)
패턴기반,행위기반 사전탐지

Rule에 어긋나는 행위탐지시
랜섬웨어 동작 사전차단

사전탐지 기반으로 기 보고되고
분석된 사례의 공격에 대해서는
100% 방어가 가능

1. 신규패턴, 행위에 대한 헛점 존재
100% 사전탐지는 불가능

2. 헛점을 통한 공격시 사용자 PC 및
공용파일서버 등 무방비상태

3. 주기적으로 패턴이나 행위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함

PC백업
(사후복구)
PC의 특정영역에 파일 백업

PC에 보호영역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을
백업하여 두고 해당영역에
랜섬웨어의 접근을 차단

PC에 백업된 파일을 통한 사후
복구가 가능

1. OS를 손상시키는 악성코드 감염시
또는 H/W 손상시 백업파일의
복구불가능

2. 백업시점과 감염시점의 갭이 있을
경우 최신파일의 복원 불가능

네트워크백업
(클라우드백업)

(사후복구)
백업솔루션 이용하여
네트워크 영역에
사용자가 PC에 저장하는 파일을 백업

사용자 PC가 감염되어도
네트워크에 백업된 파일을 복원

네트워크에 백업된 파일을 통한
사후 복구가 가능

1. 백업시점과 감염시점의 갭이 있을
경우 최신 파일의 복원 불가능

2. 알려진 smb, cifs 프로토콜을 이용
하는 백업일 경우 백업위치가 같이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음

3. 복원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함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

4.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 보호불가

스토리지 백업

(사후복구)
공용파일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공용파일서버에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서버를 주기적으로 백업

공용파일서버 감염시
백업분을 이용하여 복원

스토리지 백업(스냅샷 등) 파일
을 통한 사후 복구 가능

1. 백업시점과 감염시점의 갭이 있을
경우 최신 파일의 복원 불가능

2. 스토리지 외 별도의 백업운영으로
인한 IT투자비용 증가

3.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 보호불가

파일링박스

(사전차단, 사후복구)
보호영역(박스드라이브) 사전차단
PC영역 파일 백업
– 복원을 통한 사후복구

보호영역(박스드라이브) 에 대한
파일 접근제어
파일 실행 및 변경권한 제어

보호영역 파일 보호 가능
PC저장 파일 보호 가능
- 백업 및 복구

1. 사용자 PC 자체의 감염은 차단 안함
2. 그러나 PC나 공용드라이브 영역의 파일

은 안전하게 보호

조직의 자료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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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랜섬웨어 예방 기법들

더 많이 예방하면 내 PC만 느려진다?

랜섬웨어 예방 SW를 PC에 설치하면 랜섬웨어 99% 예방?

랜섬웨어도 랜섬웨어예방 SW도 OS(Kernel)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현재까지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업!
백업은 예방인가? 치료인가?

조직의 자료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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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기반의 문서 접근을 관리하는 랜섬웨어 예방 디스크

Filing Box는 조직도에 따라서 폴더 접근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사용자간 공동 폴더관리가 가능하며, 타 부서 사용자

와의 협업을 위해서 공유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파일서버 처럼 Filing Box 내의 모든 폴더가 PC의 디스크로 연결 될

수 있지만, Filing Box와 연결된 디스크는 하이브리드 WORM(Write Once Read Many)로 동작하여 해당 PC에서 랜섬웨어가

구동된다 하더라도 자료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FilingBox

사업본부

법인영업팀

매출현황

영업채널관리

약국

CRM

인사총무

법인사업부

사업본부 D:

법인사업부 E:

법인영업팀 F:

사업본부 본부장

법인영업팀원

법인영업팀 D:

해외 사업부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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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접근관리와 랜섬웨어 예방이 가능한 Filing Box 서버와 클라이언트

Filing Box는 사용자 PC에 Filing Bo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ing Bo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로그인하게 되면 사용자별로 개인폴더, 조직폴더, 공유폴더 목록이 제공되고, 그 중 사용자가 자신의 PC에서 드라이브로 마

운트하여 사용하길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해당 PC에 드라이브로 연결됩니다.

FilingBox 클라이언트 FilingBox 서버

홍길동의 FilingBox

홍길동의 개인 폴더

영업팀

공유 폴더

로컬 디스크 C:

홍길동의 개인폴더 D:

영업팀 E:

홍길동의 PC

가족사진

리서치 자료

매출현황

영업채널관리

인사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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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랜섬웨어 공격을 원천차단하는 하이브리드 WORM 디스크

Filing Box는 PC에 하이브리드 WORM 디스크를 제공합니다. 한번 자료가 생성되면 읽기만 가능한 일반적인 WORM(Write 

Once Read Many)디스크와 달리 하이브리드 WORM디스크는 PC에 지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WORM디스크내 자료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전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랜섬웨어에 의한 자료 암호화는 불가능하고, 사용자에 의한 자료 변경

만 가능합니다. 

PC

로컬 디스크 C:

네트워크 드라이브 D:

일반 파일서버

FilingBox 서버

윈도우 탐색기

읽기/수정

문서 읽기

지정 프로그램 문서수정

FilingBox 드라이브 F:

FilingBox 드라이브 G:

읽기전용

문서 감염

파일서버 내 모든 문서 감염

랜섬웨어가
PC 내 모든 문서 감염 시도

Hybrid WORM으로 감염 불가능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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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사 전체 업무 폴더 중 필요한 폴더를 드라이브로 연결

회사 전체 업무폴더 중에서 업무상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PC내 드라이브로 연결하여 로컬 드라이브 처럼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위에 따라 개인폴더, 조직폴더, 공유폴더 목록이 제공되고, 그 중 사용자가 PC에 드라이브로 연결하길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드라이브로 연결됩니다.

홍길동의 FilingBox

영업팀

공유폴더

매출현황

영업채널관리

VIP

도심지역

가족사진

인사총무

홍길동 개인폴더

영업팀 D:

VIP E:

홍길동 개인폴더 F:

인사총무 G:

영업팀 홍길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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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폴더 기반 문서관리

업무분류 체계에 따라 문서분류 폴더를 생성하면 해당 부서원들과 함께 업무파일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분류 폴더를 통한 문서 접근 이외에도 문서명과 본문내용 검색을 통해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 누군가가 동일한

파일명을 수정한 경우 파일에 대한 리비전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변경 내역을 보관하며, 사용자가 실수로 문서를 삭제하더라

도 Filing Box내 휴지통에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문서분류폴더 및 본문검색은 파일링박스 이외에 ‘플러스’ 옵션)

.ppt

부서장

사원 A

사원 B

업무분류 체계에 따른 폴더 생성

업무분류 체계에 따른 파일 생성

파일검색을 통해 문서 접근
파일명 및 TAG 검색

파일 수정에 따른 자동 리비전

휴지통
휴지통에서 삭제된 문서 복원

사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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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Box

대표이사

영업팀

마케팅팀

파트너

팀장 팀원

팀장 팀원

A 파트너 사

Namusoft

영업팀 폴더

진행 프로젝트

완료 프로젝트

마케팅팀 폴더

진행 프로젝트

완료 프로젝트

파트너 폴더

외주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

4

4-4 업무의 수행주체 별 자료보관 및 공유 기술

Filing Box 에는 각 임직원 개인별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폴더와 사내조직 별로 업무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조직폴더가 있으며, 필요 시 외부 파트너사 와의 문서 보관 및 공유를 위해 파트너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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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서간 공유폴더 및 공유정책 설정

담당자가 소속한 팀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간 공유폴더는 공유대상자 설정 뿐

만 아니라 공유기간, 자료가 보존되는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어, 협업을 수행하는 업무 목적에 따라 최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iling Box

대표이사

영업팀

마케팅팀

파트너

팀장 팀원

팀원

A 파트너 사

Namusoft

영업팀 폴더

진행 프로젝트

완료 프로젝트

마케팅팀 폴더

진행 프로젝트

완료 프로젝트

파트너 폴더

외주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

팀장

공
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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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업무 수행 주체 별 파일공유 현황 모니터링

Filing Box 의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기업 내외부의 사용자들과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별, 조직별, 프로젝트별로 보관 및 공유하고 있는 전체 현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다운로드 현황에서부터 접속 로그까지 다양한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Filing Box

대표이사

팀장 팀원

Namusoft

영업팀 폴더

진행 프로젝트

완료 프로젝트

마케팅팀 폴더

진행 프로젝트

완료 프로젝트

파트너 폴더

외주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

팀장 팀원

A 파트너 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파일공유/시스템 현황 및

로그 통합 모니터링

로그조회

전송현황조회

디스크 사용현황

공유폴더/협업폴더 현황

웹링크 현황

현재 접속자 현황

다운로드 사용 현황

네트워크 드라이브 접속 현황

파트너 폴더 업데이트 현황

서버 CPU/메모리 현황

4



랜섬웨어 예방 및 협업을 위한 파일 보안 시스템
“파일링박스 (FilingBox)”Filing Box 특장점

4-7 랜섬웨어 공격 차단을 위한 파일사용 체크인/체크아웃 기능

랜섬웨어가 보관된 자료를 암호화하거나 삭제되지 못하도록 Filing Box 내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은 읽기 전용으로만

제공되며, 사용자가 문서편집이 필요한 경우 윈도우탐색기 내에서 작동하는 편집열기/전환 메뉴를 통해 문서편집이 가능

합니다. 시스템에서 허용하지 않은 프로세스에 의한 직접적인 자료의 변경 및 삭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컴퓨터

로컬 디스크 (C:)

스프레드시트 . xlsx

워드 . docx

Box Drive (F:)

워드 . docx

읽기 전용
악성코드

수정/삭제 불가

읽기 / 쓰기
수정 가능 읽기전용 모드

전환

윈도우 탐색기

4



랜섬웨어 예방 및 협업을 위한 파일 보안 시스템
“파일링박스 (FilingBox)”Filing Box 특장점

4-8 PC저장문서에 대한 자동백업 및 이관기능 제공(옵션)

사용자가 PC에 생성한 문서도 개인폴더 또는 관리자 지정 영역으로 이관시켜 불의의 침해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PC저장

Filing Box Server

홍팀장 개인 폴더

조직 폴더

파트너 폴더

Box 백업정책

3. I/O모니터링

4. 백업

PC 사용자 1. 문서작성

사용자 PC

로컬 드라이브

홍팀장의 개인 폴더 (G:)

ex) 관리자 옵션
[PC파일 보관정책]

백업 후 PC파일 보관
백업 후 PC파일삭제

PC 사용자 1. 문서편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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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문서버전관리

문서를 편잡하고 저장시 자동으로 하위버전의 문서파일이 생성되고, 원하는 버전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파일링박스에서 편집한 문서뿐만 아니라 PC에서 백업된 파일에 대한 버전관리도 지원합니다.

버전의 기록 버전의 활용

 파일링박스는 문서의 버전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저장시마다 문서의 버전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버전기록을 권장합니다.
 CTRL+S 기능 활용 시 의도치 않은 버전의 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버전의 문서
바로 열기

선택한 버전의 문서로
복원하기

 파일의 생성, 수정 등 문서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로그화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도

문서의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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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최근 편집 문서관리

조직(부서)내 최근 작업문서 / 사용자별 최근 작업문서 를 확인하고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서관리 기능을 통해 파일링 박스내 문서작업을 독려하고, 부서내 문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Double Click

부서 폴더 내 / 사용자 개인별 최근 변경파일 리스트

1. 최근 작업문서 리스트

- 사용자가 최근 1주일 동안 작업한 문서 리스트 출력 기능 추가
- 부서별로 최근 1주일 동안 작업된 문서 리스트 확인 가능
- 파일 바로 열기 가능
- 파일 편집 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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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통합문서 검색

연결된 드라이브 내 통합문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권한이 있는 폴더 내 통합검색을 지원하고, 검색결과 내 파일을 열어 확인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연결된 드라이브 내 문서 통합검색

1. 검색기능
- 파일명/폴더명/TAG 검색기능 기본 탑재
- 폴더명 제외/접두어,접미어 포함 선택 가능
- 예외 단어 설정 가능
- 권한이 있는 폴더에서만 검색 가능

2. 검색결과
- 폴더 바로가기 / 파일 바로열기 / 파일 편집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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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다양한 업무환경 제공

파일링 박스는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웹/전용탐색기/윈도우 탐색기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윈도우탐색기

웹하드

4

전용탐색기(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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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과 데이터를 랜섬웨어로 부터 선제적으로 예방, 보호
•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 조직도 기반의 폴더 구조와 접근 제어
• 회사의 인사시스템(HRMS)과 연동하여 조직 구조와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제어. 내외부 협업기반 제공

• 문서 자동 백업 및 버전관리
• 로컬 디스크에서 작성 및 저장된 문서를 자동으로 파일 서버로 백업 (또는 이동)
• 오프라인에서 작업한 문서는 온라인이 되면 자동으로 서버로 백업
• 문서를 편집하면 자동으로 리비전이 생성, 실수로 삭제해도 클라우드 휴지통에서 복원 가능

• 디스크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추가도 편리, 학습이 필요 없음
• 로그인을 하면 바로 개인용 폴더와 조직 폴더가 자동으로 PC에 마운트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마운트)
• 윈도우즈 탐색기로 로컬 디스크처럼 동일하게 사용 (신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이 최소화)

• 유연하게 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와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
• 자주 사용하는 긴 Depth의 하위 폴더를 디스크로 마운트시켜 단번에 억세스 가능
• 대용량 메일 보내기 편하게 파일에 URL을 부여해서 웹으로 다운로드 가능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

협업/공유 + 랜섬웨어 예방 + PC백업 + @



랜섬웨어 예방 및 협업을 위한 파일 보안 시스템
“파일링박스 (FilingBox)”Filing Box 도입효과5

기대효과 1 – 안전성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파일은 CDROM과 같이 “읽기전용” 으로 열리며, 명시적 명령에 의해 “읽기쓰기”모드로 열수 있습니다. 

 외형은 네트워크 드라이브와 동일하지만, PC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비공개 프로토콜’을 사용해 통신합니다. 

PC

로컬 디스크 C:

네트워크 드라이브 D:

일반 파일서버

FilingBox 서버

윈도우 탐색기

읽기/수정

문서 읽기

지정 프로그램 문서수정

FilingBox 드라이브 F:

FilingBox 드라이브 G:

읽기전용

문서 감염

파일서버 내 모든 문서 감염

랜섬웨어가
PC 내 모든 문서 감염 시도

Hybrid WORM으로 감염 불가능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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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 – 구조성

 조직 구조에 기반한 폴더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접근제어가 쉬워집니다.
 기존의 조직구조를 승계하여 폴더를 생성하고 접근을 제어하며, 자동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AD/LDAP 지원)

 사용자는 자신의 직책과 조직에 따라 개인 폴더와 조직 폴더에 접근 권한이 주어 집니다.

x

x

FilingBox 2.0

Business Division

Corporate Sales Team

Current state of revenues

Sales channel management

Pharmacies

CRM

HR

Corporate Business Div.

Business Div. D:

Corporate Business Div. E:

Corporate Sales Team F:

Head of Business Div.

Corporate Sales Team Member

Corporate Sales Team D:

Overseas Business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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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3 – 편리성

 진입장벽이나 저항이 없습니다. 윈도우탐색기를 이용하듯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URL 입력,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마운트 됩니다.

 개인 폴더와 자신의 조직 폴더는 자동으로 마운트 됩니다.

FilingBox 2.0 Client FilingBox 2.0 Server

John Doe’s FilingBox

John Doe’s Personal 
Folder

Sales Team

Shared Folder

Local Disk C:

John Doe’s Personal Folder D:

Sales Team E:

John Doe’s PC

Family Photo

Research 
Material

Current State of 
Revenues

Sales Channel 
Management

HR



랜섬웨어 예방 및 협업을 위한 파일 보안 시스템
“파일링박스 (FilingBox)”Filing Box 도입효과5

기대효과 4 – 유연성

 Multiple 디스크 마운트를 통해 개인별로 특화된 디스크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조직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폴더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사용자는 접근 가능한 폴더를 아이콘 클릭만으로 디스크 드라이브로 마운트 할 수 있습니다.

John Doe’s FilingBox

Sales Team

Shared Folder

Current State of Revenues

Sales Channel Management

VIP

Urban Area

Family Photo

HR

John Doe’s Personal Folder

Sales Team D:

VIP E:

John Doe’s Personal Folder F:

HR G:

Sales Team John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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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5 – 신뢰성

 자동 백업 및 복구, 파일의 버전관리를 통해 업무파일의 안전한 보관, 활용이 가능합니다.
 로컬PC에서 생성된 문서 파일에 대해 자동으로 지정된 저장소로 백업 또는 이관

 파일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리비전이 생성되어 백업됩니다. 리비전 파일을 통해 이전 버전의 확인 및 복원이 가능

FilingBox Client FilingBox Server

John Doe’s FilingBox

John Doe’s Personal 
Folder

Share Folder

Local Disk C:

John Doe’s PC

Family Photo

Research Material

Local Files

HR.ppt

.ppt

자동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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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6 – 확장성

 향후 강제 문서중앙화 필요시 보안모듈 추가를 통한 문서중앙화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로컬 디스크에 생성을 금지하고, 지정된 저장소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강제

 외부매체로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 활용 가능

 도입후 추가로 문서중앙화 솔루션 별도로 구축할 필요없이 보안모듈 추가를 통해 문서중앙화 시스템 구축 가능

 시스템 연동용 웹 API 제공
 기업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API를 제공하여 전사적인 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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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산하 전 경찰서 정보과 자료 보관 및 공유 스토리지 구축 – 본청, 지방청, 각 경찰서 단위

최근 주요구축사례

랜섬웨어 보호목적 파일공유 및 저장소 구축사업 진행 – 사용자 1,200여명

전사적 파일공유 시스템 구축 및 반출용 스토리지 구축사업 – 사용자 3,800여명

내부 및 협력업체 개인정보 보호용 협업파일 서버 구축사업 – 사용자 1,300여명

전사적 보안파일시스템 구축 – 사용자 800여명

업무시스템 연계 내부 보안파일서버 구축사업 – 사용자 8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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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ingBox 2.0 유튜브 채널

• 유튜브에서 “파일링박스”를 검색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xia0HXSWmc

• 파일링 클라우드 제품군

• 유튜브에서 “파일링 클라우드”를 검색해 보세요.

• 파일링클라우드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c3PG5nVhRHwo3SbXundz5w

• 랜섬웨어 종류별 파일링 박스 예방 여부 실험

• https://youtu.be/6MbouFsYEug 워너크라이 (WannaCry)

• https://youtu.be/FwK_frFOZmo 페트야 (Petya)

• https://youtu.be/Kj1ddgnRjgQ 직소 (Jigsaw)

• https://youtu.be/FXUHXzFXs64 로키 (Rocky (Zepto))

• https://youtu.be/jTZ-qiLVxE8 케르베르(Cerber) – 말하는 랜섬웨어

• https://youtu.be/7ICrkXDSSgw 뉴클리어(Nuclear E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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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협업을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Helping people make synergy”

미션

‘Helping people make synergy’라는 미션 아래 사람들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

발∙공급하는 ㈜나무소프트는 ECM(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으로 웹하드, EDMS, 검색엔진 등의 기업용 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파일 감사 기술

과 PC 저장제어 등에 대한 2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문의 • 판매 법인

• 주 소

• 전 화

• 이 메 일

• 담 당 자

: ㈜ 파일링클라우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 13층

:  02-6925-1304

:  support@filingbox.com

:  홍민의 부장, 정부현 팀장


